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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언택트(untact) 시대에 유튜브 교육 증가로 활성화되고 있는 메이크업 국가자격 
교육 유튜브에 관해 연구하기 위하여 메이크업 국가자격 교육 유튜브에 관한 인식, 특성, 선택 기준, 지속 및 추천 의사, 
및 보완점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인식은 매우 긍정적(75.5%)이었으며 특성은 정보성(M=3.54), 장점은 재생속도 조절
(M=4.07), 단점은 피드백의 한계(M=3.64), 선택 기준은 전문성(44.5%), 향후 지속 의사 82.0%, 추천 의사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완점은 위생교육 추가((M=4.20), 최신 규정 업데이트(M=4.13), 피드백(M=4.07)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러한 요구 사항과 피드백이 가능한 쌍방향 교육 시스템이 보완된다면 메이크업 발전을 위한 유용한 교육 
자료로 더욱더 활성화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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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speculate on Youtube for national certification education in makeup in 
the Untact period derived from the pandemic phenomenon such as the COVID 19. For the purpose, 
this study surveyed perception on Youtube on national certification education,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s, selection standards, continuance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and supplementations. The 
results are: The perception on Youtube was very positive(75.5%); Among characteristics, the mean value 
of informativeness was 3.54, that of play speed control as an advantage was 4.07 and that of feedback 
limit as a disadvantage was 3.64. In respect to selection standards, 44.5% of the subjects selected a 
program based on professionalism; 82.0% had continuance intention and 82.6% had recommendation 
intention. As for the needs of supplementation, the mean value of sanitation education was 4.20, that 
of updated regulations was 4.13 and that of feedback was 4.0.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if an 
interactive education system is supplemented in exact information and feedback, Youtube makeup 
certification programs will be further facilitated as useful education materials for makeup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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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의
료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현대사회는 
언택트(untact)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언택트는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접두사 언(un)이 붙어 ‘접촉
하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하며 마케팅 분야에서 시작된 
신조어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최근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1]. 

유네스코(UNESCO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가 발표
한 바에 따르면 2020년 4월 5일 기준 전 세계 193개국
에서 약 16억 명의 학생들이 휴교령으로 교육을 받지 못
했으며 이는 유아원부터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과 대학
원을 포함한 전 세계 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 중 91%가 
넘는 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해 몇 달 동안 학교 수업을 
못 받았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오프라인 중심 교육은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교육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의 
주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과 청년층이 가장 선호
하는 매체인 유튜브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 급증
하고 있다. 유튜브는 누구나 무료로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공부’가 가능한 다양한 
교육 동영상이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
으며 일명 ‘쌤튜버’ 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만큼 새로운 
교육 매체로서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유튜브 시
장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러닝 콘텐츠 시청빈도는 주 3.6 회로 이틀에 한 번꼴로 
러닝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세계적으
로 10명 중 7명이 유튜브로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3] 

유튜브는 요리, 게임, 뷰티, 운동, 교육, 음악, 등 다양
한 분야의 영상을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
으로 현대인들에게 떼려야 뗄 수 없을 만큼 일상화되어 
있다. 2019년 말 와이즈앱에 따르면 유튜브 국내 이용자
가 337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체류 시간은 2019년 
12월 한 달간 489억 분으로 추산되었을 만큼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 수와 이용 시간이 점점 늘어 가고 
있다.[4] 

이러한 유튜브 콘텐츠 중 가장 대표적 트렌드로 볼 수 
있는 뷰티 콘텐츠 영상은 소비자들에게 각양각색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튜브를 통한 뷰티 콘텐츠 수
요와 공급이 늘어가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5] 뷰티 콘

텐츠의 경우 메이크업 동영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메이크업에 관심 많은 일반인들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을 통해 본인만의 뷰티 노하우를 공유하여 인기를 얻고 
있으며 계절, 최신 트렌드 등 창의적인 주제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알려주고 메이크업 시 주의점과 팁을 제공하
고 있다.[6] 

또한 뷰티 콘텐츠 중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 교육을 
위한 유튜브를 활용하는 현상도 함께 늘어가고 있는데 
‘유튜브에 없는 공부는 없다’라 할 만큼 유튜브를 통해 많
은 정보를 공유하고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 또한 유튜브
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유튜브 활용 교육에 관한 연구는 언어교육, 사회교육, 음
악교육 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현재 각광받고 있는 뷰티 
분야의 메이크업 국가기술 자격 교육 유튜브 관련 연구
는 미비하여 수험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
육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본 연구는 메이크업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려는 
수험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인 교육 영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교육 유튜브에 관한 인식
과 특성, 선택 기준, 지속 이용 의사, 추천 의사, 보완점을 
설문을 통해 조사 연구하여 언택트(untact) 시대의 유튜
브 활용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향후 온라인 기반 
비대면 교육 시스템과 메이크업 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유튜브 활용 교육

세계적인 교육 전문 출판기업인 Pearson에서 2010
년 발표한 ‘Social Media in Higher Educat ion’ 조사
에 의하면 교사가 교육 도구로 활용하는 소셜 미디어 1
위를 유튜브를 선정하였고, 스마트 러닝의 주요 매체로 
유튜브를 활용하는 등 유튜브 활용 교육의 관심이 늘어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이러한 유튜브는 최근 교
육 분야에서 그 위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미디어 플랫폼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인문계열에서의 유튜브 활용 교육은 언어교육과 사회
교육 사례가 있다. 2017년 10월 기준 유튜브 검색창에 
‘language learning’이란 단어로 동영상을 검색했을 시 
나오는 검색 결과는 약 17,900,000개에 이른다. 물론 이 
동영상이 모두 다 언어교육을 위한 영상은 아니지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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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를 언어교육의 교재로 활용이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8]

예체능계열 교육 콘텐츠 중 음악교육과 미용교육에서
도 유튜브는 활성화되어 있다. 유튜브에 ‘music theory’
를 검색하면 많은 관련 동영상이 검색되는데 모든 동영
상이 음악교육을 목표로 한 영상은 아니지만, 이미 유튜
브를 통해서도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미용사(일반), 미용사(네일), 미용사(피부), 미용사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 교육 유튜브 검색 시 검색되는 
영상 개수는 미용사(일반, 네일, 피부)는 약 400개로 거
의 비슷하고 미용사(메이크업) 유튜브 영상은 약 700개
로 국가자격 교육 유튜브에 관심과 비중이 점차 높아지
고 있음이 나타난다. 

2.2 유튜브 활용 교육유형
2.2.1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거꾸로 학습’, ‘거꾸로 교실’, ‘역전 학습’, ‘반전 학습’, 

‘역진행 수업 방식’ 등으로 번역된다. 강의실에서 강의를 
받고, 집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달
리 수업에 앞서 교수가 제공한 자료(온 · 오프라인 영상, 
논문 자료 등)를 사전에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토론, 과
제 풀이 등을 하는 형태의 수업 방식을 의미한다.[9] 이러
한 수업은 수업에 대한 몰입을 끌어내게 되고 자기 주도 
학습 즉 능동적, 활동적인 학습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
으며 수업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어 학습자가 주
체가 되어 학습 활동을 이어가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 플
립러닝을 통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10]

2.2.2 에듀테크(Edutech)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 

이란 단어를 합성해 ‘에듀테크’(EduTech) 혹은 ‘에드테
크’(EdTech)’라고 부른다. 에듀테크 시장은 미국을 중심
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와 유럽 지
역에도 시장이 확장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11] 
최근 ‘IoT’(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
과 함께 지능형, 맞춤형 학습 지원, 관리 기술로 고도화되
고 있다. [12] 미국의 데이터 연구기업인 홀론 아이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듀테크 (Edutech)의 세계적 시장
규모는 2018년 1520억 달러에서 7년 후인 2025년에는 
342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13] 더 
이상 에듀테크(Edutech)는 먼 미래의 교육이 아닌 현시
대에 꼭 필요한 형태의 교육방식이다.

2.2.3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
스마트 러닝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휴대가 간편

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학습의 형태로 기술적 특성과 
소통의 쌍방향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첨
단의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양방향 간의 소통에 의한 협력적 학습 과정이 
이루어지며, 개인의 학습 역량에 최적화된 학습을 제공받
는 자기 주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14] 

2.2.4 이러닝(Electronic Learning)
일반적으로 이러닝 또는 e-learning은 통신 네트워크

를 통한 학습 교육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15] 이러닝은 
전자 매체를 통한 동영상 학습 시스템으로 이러닝이라는 
용어 외에도 원격교육 (Distance Learning), 가상교육 
(Virtu alEducation), 사이버 교육(Cyber Education), 
온라인 교육(Online Learning), 웹 기반 교육 
(Web-based Training), WBI(Web-based 
Instruction), IBI(Internetbased Instruction) 등이 있
으며, 모두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16]

2.3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 제도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 제도는 메이크업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현장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기능 인
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하며 입법으로 제도화
되어 미용사의 업무 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4조
에 의해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
사(메이크업)으로 업무 범위가 나누어져 있다.[17] 시험
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져 있고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
은 기능사 자격증에 해당하고 응시자격 조건은 없다. 이
러한 미용사(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많
은 수험자들은 언택트(untact) 시대를 맞이하며 유튜브
에 업로드된 메이크업 국가자격 실기 동영상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광주광역시, 경상도에 거주하는 
남성과 여성, 연령대는 10대, 20대, 30대 이상으로 분류
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20년 5월 1 일 ~ 6월 
10일까지 41일간 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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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안 420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 및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 교

육 유튜브에 관한 인식, 특성, 선택 기준, 지속 및 추천 
의사와 보완점에 관해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21.0 통계 패키지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결과, 성별은 여

성 396명(94.3%), 연령대는 20대(59.5%). 학력은 대학
교 재학/졸업 165명(39.3%), 직업은 학생 271명
(64.5%), 전공은 메이크업 비전공 217명(51.7%), 월 평
균 소득은 소득 없음 217명(51.7%), 거주지는 광주 224
명(5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분석 결과, 
요인 적재치는 0.40 이상으로 구성개념의 타당성이 검증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신뢰도 또한 0.60 이상으로서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가기술자격 교육을 위한 유튜브 활용에 관한 
인식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 317명(75.5%) 이 높
게 나타났으며 원인으로는 ‘편의성(시간)’ 118명(37.2%)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 교육 유튜브 특성 분석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내용은 ‘정보성’(M=3.54)이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전문성’(M=3.48), ‘상호작용(피드백)'(M=3.44), 
‘학습 자료와 체계성'(M=3.41), ‘친밀감'(M=3.02) 순으로 나타
났으며, 장점은 평균 3.89점, 단점은 평균 3.23점으로 장점이 
더 높게 나타났고 장점은 ‘재생속도를 조절하여 원하는 속도
로 이용할 수 있다.’ (M=4.07), ‘수업 후 복습용으로 유용
하다.'(M=3.94), ‘경제적, 시간적으로 절약할 수 있
다.’(M=3.93), ‘혼자 연습할 때 유용하다.’(M=3.89), ‘유튜
버의 다양한 테크닉과 제품 정보를 배울 수 있
다.’(M=3.79), ‘수업 전 예습용으로 유용하다.’(M=3.70) 
순으로 나타났고, 단점은 ‘질문과 피드백에 한계가 있
다.’(M=3.64), ‘내 테크닉의 잘못된 점을 교정하기 어렵
다.’(M=3.44), ‘유튜브 동영상만으로는 메이크업 국가자
격증을 취득하기 어렵다.’(M=3.34), ‘사용하는 제품에 대

한 다양한 정보가 부족하다.’(M=3.03), ‘잘못된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정보가 많다.’(M=3.00), ‘메이크업 테크닉을 
이해하기가 어렵다.'(M=2.94) 순으로 나타났다.

Sort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Makeup National 
License YouTube 
Characteristics 

Feedback 3.44 .716
Informativity 3.54 .839
Sense of closeness 3.02 .811
professional 3.48 .702
learning materials and 
systemativeness 3.41 .725
Sum 3.38 .579

Table 1. Makeup National License YouTube Characteristics

다섯째,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 교육을 위한 유튜브의 
선택 기준 분석 결과, 선호기준은 ‘전문성’ 187명 
(44.5%), 선호 재생 시간은 ‘10분 미만’ 187명 (44.5%), 
선호 유튜버 목소리는 ‘흡입력 있는 목소리’ 199명
(47.4%)’, 선호 썸네일 이미지는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178명(42.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 교육 유튜브의 지속 
및 추천 의사 분석 결과 지속 의사 255명(82.0%)이 비 
지속 의사는 56명(18.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속 의
사의 이유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가 124명
(4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튜브의 추천 의사 분
석 결과는 추천 의사가 257명(82.6%)이 비 추천 의사 
54명(17.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유는 ‘예습, 복습용
으로 활용하기 좋다’ 가 150명(58.4%)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Sort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supplement 
point

1. Add Basic technic Video 3.90 .695
2. Update to the latest regulations 4.18 .720
3. Complementation of Offline 

Courses 3.85 .711
4. Feedback on incorrect technical 

calibration 4.07 .676
5. Guideline for dress and product 

setting 4.13 .704
6. Add Sanitary Training 4.20 .745
Sum 4.06 .533

Table 2. Makeup National License YouTube 
complementary point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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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 교육 유튜브의 보완점 

분석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내용은 위생에 대한 교육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M=4.20)가 가장 높고, ‘최신 
국가기술자격 규정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M=4.18), 
‘복장과 제품 세팅 상세 규정 안내가 필요하다.’(M=4.13), 
‘잘못된 테크닉 교정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M=4.07), 
‘기초 테크닉 학습이 가능한 동영상이 필요하다.’(M=3.90),
‘오프라인 수강의 보완이 필요하다.’(M=3.85) 순으로 나타
나 전반적으로 유튜브 보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언택트(untact) 시대의 메이크업 국가기술 

교육을 위한 유튜브 활용에 관해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
기술자격 교육 유튜브에 관한 인식과 특성, 선택 기준 및 
지속 이용 의사 및 추천 의사와 보완점에 관해 설문을 통
해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420명 중 국가
기술자격 교육 유튜브 영상을 경험한 사람이 335명으로 
전체의 79.8%이며 미용사(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 교육 
유튜브 영상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311명(74.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언택트 시대의 국가기술자격 교육 유튜브의 활
용이 매우 대중적이며 현실적임을 알 수 있고 국가기술
자격 교육 유튜브에 대한 인식 또한 (75.5%)로 높았으며 
조사대상자의 전체의 255명(82.0%)이 유튜브 활용의 지
속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고 257명(82.6%) 이 유튜브를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조사되어 향후 메이크업 국가자격 
교육 유튜브는 지속되고 확대 발전 되리라 전망된다. 

이에 보완의 필요성으로 제시된 위생교육(M=4.20), 
최신 국가기술자격 규정 업데이트(M=4.18), 복장 및 제
품 세팅 규정교육 안내 등이 추가된 보다 완성도 높은 동
영상 제작과 정확한 정보, 피드백의 한계를 극복한 쌍방
향 원격상담의 수업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메이크업 국가
기술자격 교육 유튜브는 물론이고 모든 영역의 유튜브의 
교육적 활용은 더욱더 확대, 발전되리라 예상되며 메이크
업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려는 수험자들에게 보다 유용
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게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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